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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gB2 초전도의 산업적 실용화를 위해 다양한 기초 및 

응용연구가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3]. 

MgB2 초전도의 기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물론이고 실제 응용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원천기술로서 

벌크 시료 및 선재를 제조하고 초전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실제 산업계에서 MgB2 초전도 장선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원료분말이 사용되어 최종 선재의 크기가 

약 1 mm이하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선재 내부에 

존재하는 MgB2 분말의 여러가지 초전도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어느정도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 연구로서 MgB2 벌크 시료를 제조하여 초전도 

물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선재 제조공정에 적용 및 피드백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선재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압연, 인발, 스웨이징 등의 공정 중 내부에 존재하는 

분말들의 유동 등의 특성으로 인해 단순 가압만으로 

제조되는 MgB2 벌크의 특성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MgB2 초전도 선재를 제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분말형태의 Mg과 B 원료분말을 

혼합하여 금속 튜브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분말들의 특징 중 가장 단순하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개별 

분말의 크기일 것이다. 물론 크기 이외에도 불순물을 포함한 

순도, 결정성 등이 최종 제조되는 MgB2 초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4-6]. 

MgB2 초전도에 대한 연구문헌을 조사해 보면 사용하는 

원료분말의 크기에 따른 초전도 특성을 분석한 몇몇 연구를 

볼 수 있다 [7-10]. 먼저 고정된 크기의 B 분말에 대하여  

다양한 크기를 갖는 Mg 분말들을 준비하고 Mg:B=1:2 

조성비로 혼합하여 MgB2 벌크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이때 

제조된 MgB2 벌크 시료의 초전도 특성변화는 Mg 분말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였고 분말 크기가 작아질수록 

임계전류밀도 특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7, 8]. 

실제 Mg과 B의 반응과정에서 Mg 분말이 녹거나 증발하여 

B 분말로 확산해 가는 반응에 있어, Mg 분말크기에 

어느정도 비례하여 생겨난 기공들의 크기가 MgB2 초전도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한편, B 분말의 경우에는 Mg 분말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B 분말의 크기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따라서 체계적인 분말 

크기 의존성을 조사한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9, 10]. 

다만 초기에만 이용 가능했던 비정질 1μm 크기와 나중에 

제조된 비정질 형태의 <400 nm(업체제공 사양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100nm와 유사한 크기)와 <100 nm에 관한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결과들을 통해 B 분말의 크기에 따른 

MgB2 초전도 특성비교를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은 이 분야에 

잘 알려져 있듯이 Mg 분말과의 높은 반응성과 많은 개수의 

결정립계 형성에 유리한 nm급 비정질 B 분말이 높은 

초전도 특성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크기의 Mg과 B 분말을 각각 

구비할 수 있어 상대적인 크기에 따른 MgB2 초전도 특성을 

조사 및 비교할 수 있었다. 각각의 분말 크기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제조된 MgB2 벌크 시료들의 미세구조 변화, 

초전도 전이온도 및 자기장에 대한 임계전류밀도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 실     험 
 

MgB2 초전도 벌크 시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분말 

전구체로서 분말크기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Mg과 B 분말을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bulks 

using the different sizes of Mg & B raw powders 
 

K. C. Chunga,*, S. H. Jangb, Y. S. Ohb, S. H. Kanga, and D. Y. Hwangb 

 
a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Changwon 51508, Republic of Korea  

b Kiswire Advanced Technology Ltd, Daejeon 34026, Republic of Korea  

 
(Received 16 December 2020; revised or reviewed 27 December 2020; accepted 28 December 2020) 

 

 
Abstract 

 

Among many variables in processing the high performance MgB2 bulk superconductors, simple and important approach is to 

optimize the size dependence of the Mg & B raw powders. The present study is dedicated towards the variation in superconducting 

properties of MgB2 depending upon the various combination of Mg & B powders with the two different particle sizes respectively. 

From morph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MgB2 samples, narrow and long pores are observed when the larger Mg powders are used, 

whereas it is rather like the oval shapes with the smaller Mg powders. Also, it can be seen that the connectivity of the MgB2 samples 

is much enhanced with the smaller size of the B powders. Jc-H properties of the MgB2 samples also indicate that the highest Jc can 

be obtained when using the smaller size of the B powder with the combination of the smaller Mg powders than that of the larger Mg 

powders. If the cases with the larger B powers, it is more favorable to select the larger Mg powders with the better Jc-H properties 

considering shorter diffusion length of Mg and more homogeneous mixture between the Mg & B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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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s of Mg & B powders; a) Large Mg(LM, 

~150 μm), b) Small Mg(SM, <20 μm), c) Large B(LB, <10 

μm), and d) Small B(SB, <100 nm) 

 
각각 준비하였다. Mg 분말의 평균크기는 ~150 

μm(Large Mg; LM)와 <20 μm(Small Mg; SM)에 각각 

해당함을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B 

분말은 각각 평균크기가 <10 μm(Large B; LB)와 <100 

nm(Small B; SB)이고 역시 미세조직을 통해 분말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Mg과 B 

분말들의 순도는 99%이상임을 확인되었다. 

4 가지 분말을 이용하여, Large Mg + Large B, Small 

Mg + Large B, Large Mg + Small B, 그리고 Small Mg + 

Small B과 같은 조합의 구성을 준비하였으며, 각각 편의상 

LMLB, SMLB, LMSB, 그리고 SMSB로 표현된 4 가지 

조합으로 MgB2 벌크 시료를 제조하였다. 시료 준비는 

Mg과 B 분말을 1:2 조성비에 맞추어 칭량한 후 분위기가 

제어된 가운데 유발과 유봉을 이용하여 30분 이상 잘 

혼합을 하였으며, 일축 가압 성형기를 이용하여 약 25 

MPa의 압력을 가하여 성형체인 펠릿 형태로 제조하였다. 

이후, 열처리는 튜브 형태의 열처리로를 사용하였으며, 

순도 99.999%인 알곤 가스를 흘려주는 가운데 최고온도 

700과 800oC까지 승온시켜 ~30분 머문 후 상온까지 

열처리로 내부에서 자연냉각을 하였다. 이때 열처리의 

승온속도는 5 oC/min로 조절하였다. 

열처리된 MgB2 벌크 시료는 Cu의 Kα radiation을 

사용한 X-ray diffraction (Rigaku, D/Max 2500, 

Japan)로 상분석 측정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세구조 및 

형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FE-SEM (JSM-7610F, JEOL, 

Japan)로 관찰을 실시하였다. MgB2 벌크 시료의 초전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Resistivity 및 VSM option (PPMS, 

Quantum Design, USA)를 이용하였다. 초전도 

임계전이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도변화에 대한 

Magnetization(자화)를 측정하고 분석 및 비교하였다. 

한편, 온도 5 K와 20 K에서 각각 magnetization 

hysteresis(M-H)를 측정하고 Bean model (Jc = 20Δ

M/a(1-a/3b), 여기서 ΔM 은 M-H loop의 높이차이에 

해당하고, a 와 b는 각각 시료(1 x 2 x 3 mm3)의 두께와 

폭에 해당하는 값)를 이용하여 Jc-H data를 얻었다. 

 
 

3. 결과 및 토론 
 

MgB2 초전도체를 구성하는 2가지 원소인 Mg과 B  

 
 

Fig. 2. XRD phase analysis of MgB2 bulk samples prepared 

at 700oc and 800oC. 

 

원료분말의 물리적 특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분말크기 변화가 초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B 분말은 Mg 분말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원소자체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제조되는 

공정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순수 Mg 분말은 공기  

중 산소 및 수분과 반응이 높기 때문에 수 μm이하로 

제조되는 것은 어렵고 장기간 보관 및 향후 활용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십-수백 μm급 Mg 

분말이 자주 사용된다. 한편, B 분말은 높은 융점 및 강도 

그리고 비교적 산화 저항성이 높은 특징으로 분말로 제조 시 

크기가 수 μm급에서 mm까지 제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온의 열 플라즈마 분해기술을 통해 nm 크기의 미세한 B 

분말도 제조되고 있으며, 매우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산화에는 비교적 덜 민감한 편이다. 

그림 1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4 가지의 분말들에 대한 

미세구조 사진을 보여준다. 분말크기가 ~150 μm인 

Mg(LM) 분말의 경우 조금 불규칙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의 구형에 가까운 모양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쪽으로 조금 눌려진 형태이다. 한편, 

크기가 20 μm 이하로 보여지는 Mg(SM) 분말은 어느정도 

구형태에 가깝게 모양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말 표면에는 조금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Mg이 산화가 된 MgO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0 μm 이하로 보이는 B(LB) 분말은 앞서 

살펴본 Mg(LM) 분말과 같이 다소 불규칙적인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초 분말 제조공정 또는 분쇄공정이 

포함된 과정에서 기인한 특징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B(SB) 분말은 크기가 100 nm 이하로 고온의 열 

플라즈마 공정에서 제조된 분말로 전체적으로 구형에 

가까우며 표면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크기가 서로 다른 4 가지 분말을 LMLB, SMLB, LMSB, 

그리고 SMSB 조합으로 구성한 MgB2 벌크를 제조하고 

열처리를 각각 700와 800oC에서 실시하여 상생성을 

XRD로 조사하였다. 그림 2의 XRD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료에서 MgB2 상생성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g의 높은 산화반응으로 나타나는 

MgO는 모든 경우에 나타나고 있으며, 열처리 온도 

700oC보다는 800oC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MgB2의 반응은 열처리 온도에서 Mg이 먼저 용융 또는 

증발하여 B쪽으로 확산반응이 일어나므로 B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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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MgB2 bulk samples using the 

different size of Mg & B powders. Reduced images of each 

micrograph are included in the inset. 
 

반응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B 분말이 큰 경우인 LB를 

사용한 2개의 시료 LMLB와 SMLB를 보면, 두 경우 모두 

700oC 보다는 높은 온도인 800oC에서 보다 결정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즉 XRD의 회절강도 면에서 약 5배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B 분말의 크기가 μm급이므로 Mg과 

반응에는 높은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 

분말의 크기가 100 nm이하로 작은 SB을 사용한 2개의 

시료 LMSB와 SMSB의 상형성을 살펴보면, 700oC와 

800oC에서 형성된 MgB2 벌크 시료의 회절강도 및 회절 

패턴이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미세한 

크기 B 분말의 높은 반응성에 기인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에, 다소 온도변화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더 낮은 온도로 낮추어도   

Mg과 반응하여 상생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은 상대적 분말크기에 따른 Mg과 B의 반응으로 

제조된 MgB2 벌크 시료들의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MgB2 

벌크 시료의 파단면 형상으로써 분말크기가 큰 Mg 분말을 

사용한 시료인 LMLB와 LMSB에서는 가늘고 긴 기공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분말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Mg 

분말을 사용한 시료 SMLB와 SMSB에서는 타원형태의 

기공들이 주로 보였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그림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처음에 사용한 Mg 원료 분말의 모양 

특성을 어느정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다른 

미세구조의 특징으로는 100 nm이하의 크기를 갖는 B 

분말을 사용한 MgB2 시료인 LMSB와 SMSB의 초전도 

연결성이 큰 B 분말을 사용한 시료 LMLB와 SMLB보다 

좋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초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영역의 연결성이 좋게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작은 

크기의 B 분말이 좀 더 나은 초전도의 전기적 특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전도 임계 전이온도에 대한 상대적 크기의 분말들의 

조합은 서로 다른 특성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에는 

온도에 따른 자화측정(M-T) 결과를 보여준다. 700oC 

열처리에서 MgB2 벌크 시료인 LMLB, SMLB, LMSB, 

그리고 SMSB는 각각 전이온도(Tc)는 35.6, 34.7, 37.5, 

37.8 K로 크기가 작은 Mg 분말과 B 분말의 조합에서 가장 

높은 Tc 를 보여주었다. 또한 800oC로 올린 열처리에서는 

각각 36.3, 35.2, 37.7, 38.1 K로 역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말의 조합에서 가장 높은 Tc를 보였다. 물론 열처리  

 
 

Fig. 4. Magnetization-Temperature measurements of MgB2 

bulk samples prepared at 700oC and 800oC. 

 

온도가 800oC로 증가함에 따라 반응성이 보다 증가하고 

이에 따라 MgB2의 결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700oC의 

모든 분말조합보다 높은 Tc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대적 

분말크기 조합에 따라 전이온도 변화의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Mg 경우만 보면, 본 연구에서 Mg 분말크기에 

따른 Tc의 변화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열처리 온도 

700oC에서 큰 B 분말과의 조합인 LMLB와 SMLB에서는 

Mg 분말 크기가 큰 LMLB가 0.9 K으로 높게 나왔으나, 

반대로 작은 B 분말과의 조합인 LMSB와 SMSB에서는 Mg 

분말 크기가 작은 SMSB가 오히려 0.3 K으로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800oC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분말크기에 

비례할 수 있는 전기적 특성 외에도 상대적 크기에 대한 

최적의 조합이 존재한다는 반증으로도 판단된다. 한편, 100 

nm 이하의 작은 B 분말을 사용한 MgB2 시료(LMSB, 

SMSB)의 임계 Tc가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B분말(<10 

μm)을 사용한 시료(LMLB, SMLB)보다는 Tc차이가 

2-3 K으로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g과 

B간의 내부확산에 의해 MgB2 상을 형성하는 반응속도가 

작은 크기의 B 분말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보다 균일하게 

이루어 지고, 앞에서 살펴본 연결성 높은 미세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온도변화에 따른 저항 측정에서도 Tc 변화는 위에서 

고찰한 자화-온도 특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분말크기의 조합인 SMSB에서 Tc는 38.5 

K을 얻었고 이어서 LMSB(38.2 K), LMLB(36.8 K), 

그리고 SMLB(36.2 K)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B 분말과 조합된 시료들이 큰 크기의 B 분말과의 조합보다 

Tc 가 약 2 K 정도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전도 

시료의 전기적 특성인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립의 

자체 결정성과 결정립 상호간의 연결성 입장에서도 작은 

크기의 B 분말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4 가지 MgB2 초전도 벌크 시료에 있어 

자기장에 대한 초전도 임계전류밀도(Jc) 특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그림. 3의 미세구조와 그림 4의 초전도 전이온도 

특성 고찰을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Jc-H 특성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분말조합인 SMSB가 700oC와 

800oC에서 모두 가장 좋은 임계전류밀도 특성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비슷한 분말크기를 갖는 SMLB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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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itical current density measurements as a function 

of field for the MgB2 bulk samples prepared at 700oC and 

800oC. 

 
가장 낮은 Jc-H 성능을 나타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B 

분말의 크기가 작은 조합인 LMSB와 SMSB가 B 분말의 

크기가 큰 조합인 LMLB와 SMLB에 비해 낮은 열처리 온도 

700oC에서 Jc-H 특성이 휠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자기장 범위에서 높은 Jc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고자기장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려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종 반응이 끝난 후 결정되는 MgB2 결정립의 

크기가 초기 혼합되는 Mg과 B의 분말에 사용되는 B 분말의 

크기에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작은 결정립에 의해 

전체적으로 결정립계가 많이 증가하여 침투하는 자기장에 

대해 주요한 자속고정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Mg 분말 크기에 집중하여 Jc-H 특성을 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혼합된 B 분말의 

크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즉 작은 크기의 B 

분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Mg(SM) 분말이 

높은 Jc-H 특성을 보이지만, 반대로 큰 크기의 B 분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크기의 Mg(LM) 분말이 높은 

Jc-H 특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Mg 

분말의 크기에 관계없이 작은 크기의 B 분말이 전체적으로 

높은 MgB2 초전도 임계전류밀도 특성을 보여준 반면, B 

분말에 있어서는 B 분말의 크기에 따른 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Mg 분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시료가 오히려 

높은 Jc-H 특성을 가지게 된다. 

위 실험결과 및 분석을 통해 높은 Jc-H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B 분말의 크기가 작은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B 분말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Mg 분말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모든 크기의 분말들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Mg과 B 분말은 

현재 널리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분말의 크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어느정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4 가지 조합의 서로 다른 크기의 Mg과 B 분말을 통해 

MgB2 초전도 벌크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각각의 크기 

조합을 통해 미세조직 변화 및 초전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큰 Mg 분말을 사용하면 가늘고 긴 기공이 많이 관찰된 반면, 

작은 Mg 분말은 타원형태의 기공이 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미세한 B 분말을 사용한 경우에 큰 B 분말에 비해 

MgB2 결정립의 연결성이 좋아 보였다. 한편, 초전도 특성은 

많은 결정립계 형성에 유리한 미세한 B 분말과 조합된 

MgB2 벌크 시료가 가장 우수한 자기장하 임계전류밀도 

특성을 나타냈고, B 분말의 크기가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더 큰 Mg 분말과의 조합이 보다 더 우수한 Jc-H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MgB2반응에 있어 Mg의 확산거리 

및 균일한 혼합에 유리한 크기 조합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Mg과 B 원료 분말 선택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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